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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교육을 위한 이론적 재검 토
강인애(경희대 교수)
< 요약>
정보화 교육의 방향성은 우선 정보화 교육의 배경이 되는 ‘우리 시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우리 시대의 사회·문화 이론으로서 포스트모던과 정
보화에 대한 의미와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기술.교육 이론으로서 정보기
술과 교육이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화 교육이 지향할 바(구체적인 목표, 내
용, 방법)를 거듭 확인한다.
이 논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보화 교육을 자칫 ‘정보기술’의 기능적 활용차원으로만
보려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우리 시대의 사회·문화적 이론이며 실천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정보화를 전제로 하는 좀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나
아가 그것들이 교육환경에서 한편으로는 학습자중심의 학습이론인 구성주의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방향성과 네트워크화를 실현하는 정보기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
야 할 바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런 여러 이론들이 주장하는 여러 개념과 가치들은 궁
극적으로 ‘교육은 대화’라는 한 가지 전제로 수렴되고 있다.
Ⅰ. 서론
이 글은 ‘교육은 곧 대화’1)라는 대전제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정보화 교육을 실천할 때
있어서 자칫 ‘교육’은 안보이고 정보기술만이 크게 부각되면서 어쩌면 많은 인문, 사회과학
계통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들(비인간화 경향, 정보의 불평등, 정보집중으로 인한 감시,
통제의 세상)이 현실적 과제가 될지도 모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육은 곧 대화’라는 전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정보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 교육환경에서 필수 불가결한 위치와 기능을 차지하게 되더라
도 요즘의 면대면식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정보기술을 교육환경의 절대적 도구로 사용할 때에도 그것의제일 주요한 전제
조건은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에는 평등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
과 학생, 혹은 지식 사회의 참여자들간의 ‘대화적 참여’ 혹은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야 하는 것이 정보화시대 우리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본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결
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우리 시대’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Ⅱ . 우리 시대 : 포스 트모더 니즘과 정보화
우리 시대를 지칭하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흔히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하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보화 시대이다. 이 두 영역은 각각 ‘이론적/ 담론적 실천
(discursive practice)' 과 ’물질적 실천(m aterial practice)' 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지니고, 상
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규제적으로, 또한 상호 결정적으로 어우러져 우리 시대의 모습
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논의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정보화는 ‘교육’과의 연계성
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고 있다.
1) 이 문장은 T iffin & Rajas ingham (1995)의 저서 가상수업을 추구하며(In S earch of the
Virtual Clas s)(NY: Routledg e)의 2장 제목이다.

1. 포스 트모더 니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술, 인문.사회과학 계통에서 활발히 이
루어져왔으며, 요사이 그 용어는 우리의 시대 정신 혹은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까지를 포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Doll, 1993; W ebaster, 199).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공
통적으로 지적되는 바는 근대서구 철학을 지배해 왔던 객관주의적 인식론(절대적 진리나 지
식의 추구, 거대 담론[m etanarratives of g rand narrativ es]에 의한 지배) 혹은 이분법적 사
고(이성과 감성, 주체와 대상, 현상과 본질, 원본과 재생, 현실과 가상 등)에서 벗어나 지금
껏 문화, 사회, 경제적 토대로 여겨왔던 범주, 가치 등의 탈정당화9deleg itimation), 탈중심화
(decentralization)를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개인, 계층, 국가, 민족, 나아가 이
질적이고 국지적인 ‘작은 이야기’(김성기, 1991; Bilimoria, 1995; Bloland, 1995; Lyotard,
1984; Paechter & W einer, 1996; W ebaster, 1997)들에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
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전의 우리 시대의 지배적 패러다임,
곧, 모더니즘(근대성) 2)으로부터의 총체적 변화9가치, 믿음, 실천체제의 재고찰)를 꾀하는 것
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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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tard(1984)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수행성
(perform ativ ity)' 이며 다른 하나는 ’반리(反理, paralog y )' 이다(W ebster, 1997). 우선, 수행성
의 원칙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기존의 모든 활동들을 가치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었던 효율성, 효과성이라는 두 주거가 오히려 확대, 발전된 새로운 가
치판단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더 이상 고결한 이념이나 이상을 교육시킨다는
목적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Bloland, 1995; S m art, 1993). 실제로 학교교육이 과
연 얼마나 실생활과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혹은 얼마만큼 학교에 경제적 기여를 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 나아가 지식의 효용성도 이전 사회에서 같이 ‘정신
적 계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가치’로서 변화하게 된
다. 이것은 F oucault(1980)가 말한 지식과 권력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한사회 속에
서 앎이 형성되는 방식, 앎이 평가되고 분배·배급되고 이를테면 할당되는 방식”(김성기,
1991, p.31)에 바로 권력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담화이든지 일종의 권력 형
태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권력과 지식의 상호작용의 역사적
공간에서 지금껏 억압 되어왔거나, 지역적이고 국부적인 이유로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고 종
속되어온 지식(subjug ated know ledge)들이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게 되고(F ocusable, 1980,
pp.81- 85), 나아가 이들 담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 다른 포스트모던의 원칙은 발리(patholog y)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상력, 창의
성, 이의(diss ent), 그리고 패러독스의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성기, 1931, p.31).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은 보편성과 동질성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중심화에서 탈중심화(지
역주의적 성격)로,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으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권위와 집중에서 자
율과 분산으로, 통합적이고 근원적인 메타 담화 혹은 거대 담론에서 여러 다양한 작은 이야
기 및 지역적 메타 논증이라는 전제(김호기, 1998)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이것은 객관주의, 논리적 실증주의, 그리고 전환주의[Reductionis m]를 모두 포함하는 용
어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그것과 대응적 원칙과 가치 체제 등을 지닌 것의
총제적 표현 용어로 사용된다(Bilim oria, 1995).

Lyotard가 제시한 이러한 두 가지 포스트모던 원칙(수행성과 반리)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던 시대에 강조되던 질
서, 이성, 절대성, 위계, 경쟁, 전체성(totality)등으로부터의 변화를 모색하고, 나아가 이러한
가치와 개념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가치와 개념들(불연속성, 다양성, 상대성, 순환성, 협력,
공동체, 해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DeLashm utt & Braund, 1996; W ebster, 1997; W ils on,
1997a, 1997b)이기 때문이다.

2. 정보 화
이러한 우리 시대의 담론적 실천으로의 포스트모던은 정보화라는 개념과 조우함으로서 그
물질적 실천안을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정보화 혹은 정보화 시대(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보화 시대는 말 그대로 정보나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적·소비적 자원이
되며, 나아가 상품성을 지니게 되는 시대를 일컫는다(Bell, 1973; W ebster, 1997). F oucault의
표현을 따르자면, 지식이 곧 ‘권력’으로서 등장하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앞서 포스트모더니즘
을 설명할 때 언급하였듯이 특성시대의 권력은 “지식과 담론의 생성 및 확산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을 매체로 해서 표현”(박형준, 1997, p.261)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통신기술 혁신이 덧붙여지면서 정보화시대는 우리가 예전
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을 받던 사회적 상호작용에 변화가 오고,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자적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주체고 대상
이고의 확실한 경계가 없어지면서 매우 능동적인 참여자들이 되고, 보다 수평적, 다원적 관
계를 경험하도록 한다(강인애, 1997; 김형석, 1997; 박형준, 1997; 황상재 외, 1998; 官田加久
子, 1993; Holub, 1991),
정보기술이 연출해 내는 하이테크(hig h tech)의 세계는 효용성보다는 ‘기호’나 ‘상징’ 혹은
‘담화’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Baudrillard(1993)가 말하는 시뮬레이션(모사), 하이퍼리얼
리티(hyper- reality), 내파(內破, im plos ion) 3) 등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이 공통
적으로 표현하고 자하는 것은 전자적 공간에서는 어느 것이 ‘가상’이고 ‘실재’인지, 어느 것
이 ‘원본’이고 ‘모사’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P oster, 1990; Vattim o, 1989). 또
한 이 개념이 발전하면, 이것은 직선적 시간의 흐름(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적 해체로 이어
지면서,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것은 ‘컴퓨터 컨
퍼런싱’에서비동시적, 동시적 컨퍼런싱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그리고 전자적 공간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보존, 연속, 가공될 수 있음으로 인해 기존에 우리가 지니고 잇던 과거, 현재,
미래의 순차적, 직선적 시간의 의미를 과감히 분해, 합성, 재구성케 하고 있다.
결국 정보화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욱 구
체화, 실천화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이 지닌 ‘쌍방향성’과 ‘네트워크’의 속성으
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로서의 ‘개방성’, ‘탈중심성’, ‘경계허물기’, ‘역할 바꾸기’, ‘정
체성의 유동화’ 등이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과정보화는 그들
간의 개념상의 상이함보다는 개념상의 유사성을 더욱 뚜렷이 하면서, 정보화는 포스트모더
니즘에 의해,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정보화에 의해 상호상승적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우
3) ‘내파’의 사전적 의미는 ‘존질적으로 상이한 것, 동등하지 않은 것이 돌발적으로 동일한
평면 안으로 함몰하는 경우’를 가르친다. 이것을 종보화(혹은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현
상과 연결시킬 때는 이전의 외양/ 실재, 고급문화/ 저급문화, 이성/ 감성등의 이분법적 대립
의 ‘내파’를 의미한다(김성기, 1991, p.58).

리 시대의 합법적인 담론적, 물질적 실천으로서 자리 굳히기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대적 실천을 더욱 가속화, 활성화,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정보화 교육’이
요사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로 논의되는 것이다.

Ⅲ . 정보 기술과 교육 이론의 전개 과정
앞에서 포스트모던과 정보화라는 우리 시대의 사회·문화적 이론을 통해 정보화 교육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이것을 기술·교육적 측면에서 재검토함으로서 정보화 교육
의 의미와 그 방향성을 거듭 확인해보려고 한다. 기술적 이론은 정보기술의 전개과정을 통
해, 그리고 교육적 측면은 교육이론적 전개를 통해 살펴보겠는데, 지면상의 이류로 여기서는
간단히 그 요점만을 다루도록 하겠다(강인애,

1997b 참조).

1. 정보 기술의 전개 과정
정보기술의 전개 과정은 한마디로 1) 중심화에서 탈중심화로, 혹은 고립적(중심화와 유사
한 개념으로서) 현상에 네트워크화(또는 혼합화[hybrid]) 현상으로, 2) 시스템적 통제에서 사
용자측 통제로, 3) 고정적 특성에서 유동적 특성으로, 그리고 4) 주변적 기능과 역할에서 중
심적 기능과 역할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상정해보았다. 그 첫 번째 것은 ‘반작용적(Reactive), 상호작용적9interactive), 그리고 순작용
적(Proactive) 전개’(T oms on & Jorg ens on, 1987)로 요약되는 모형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
은 통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다. 점차 시스템 통제적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게로 통제권이 옮겨가는 그 정도의 차에 따른 분류가 된다.
두 번째 정보기술전개 단계를 보여주는 모형은 Zuboff(1988)의 이론을 근거하여 ‘1) 자동
화, 2) 정보상향흐름(Infom ating up), 3) 정보하향흐름(Inform ating dow n), 4) 조직변형화
(T ransform ating)' 로의 분류가 있다. 이 분류 역시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T om son 과
Jorens on이 제시한 정보기술전개 모형과 매우 흡사한데, 이 모형의 특성은 앞 모형에서의 ’
순작용적(Proactive)' 단계를 ‘조직 변형화’라는 단계를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Zuboff의 마지막 단계인 ‘조직 변형화’ 단계는 단지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통제권
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의 본질이나 형태, 나아가 교육
환경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발전·확대되는 단계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해서, 이 패러다임에서의 정보기술은 “ 1) 교실수업의 물리적 제한을 벗어나게 하고, 2) 협
동학습체제를 더욱 활용하게 되고, 3) 학습환경에 있어서 시간적인 지속성과 자유로움이 덧
붙여지며, 4) 다양한 수준과 시간차(m ulti- lev el and multi- s peed)에 의한 지식창조”(Leidner
& Jarvenpaa, 1995, p.279)를 가능케 한다. “가상학습공간(v irtual learning s pace)"(leidner &
Jarvenpaa, 1995, p. 279)이라는 개념도 바로 이 패러다임에서 등장한다.
정보기술의 전개과정에 대한 세 번째 모형은 경영정보학에서 흔히 쓰이는 분류인데, 이에
의하면 60년대는 거래처리시스템(T ransaction P roces s S ystem : T P S ), 70년대 경영정보시스
템(Manag em ent Inform ation S ystem :MIS ), 이후 80년대에서부터 시작하여 90년대에까지 이
르는 의사결정시스템(Decision S upport S ys tem:DS S )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1) 시스템의 지
원 대상의 변화(관리자, 중간관리자, 최고경영진)와 2) 시스템의 지원기능(단순업무 거래처
리, 중간단계 의사결정, 최고경영자와 고급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보기술의 역할이 단순히 데이터 처리의 수준에서 점차 조직 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기술의 역할이 어떻
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이상의 정보기술 전개과정에 대한 세 가지 모형들의 특징

을 요약하면< 표 1> 과 같다.
< 표 1> 정보기술 전개단계
Reactive

Interactive

Proactive

자동화 상향정보흐름

하향정보흐름

조직변형화

T PS

MIS

DS S

시스템(교사)중심

학생(사용자)중심

시스템(교사)중심

학생(사용자)중심

일방향적 의사소통

쌍방향적 의사소통

중앙집권적(centralized)

분산적(netw orking )

단순업무처리/ 거래도구

관리 및 의사결정도구

사용자중심
(개인, 그룹)
사용자중심
쌍방향적 의사소통
분산적(네트워크)/
혼합적(hybrid)
전략적 의사결정도구

결국 정보기술의 전개과정도 앞서 언급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이나 특징(이분법적 구분
의 극복과 변형, 경계의 재구성화, 다양화, 탈중심화 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정보기술의 발달이 언뜻 보기에는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듯해도 결국은 사회적 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되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교육분야로 논의의 초점으로 옮겨서, 교육이론의 전개과정
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것과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2. 교육 이론적 전개
교육이론적 전개 방향은 정보기술의 전개 단계와 유사한 성격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
선 교육환경의 주체가 교사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전체 구성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개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성, 교육목표가 외부(교사)에서
주어진 지식의 저장과 유출이라는 결과 중심적 방향에서 학습자에게 관련 있고 의미 있는
지식의 구성과 공유라는 과정 중심적 방향으로의 전환되는 것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또
한 교육환경의 주체에 있어서의 변화는 교육현장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던 학습자가 학습환경
의 주체의 자리로 옮겨짐으로 인해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도록 기존의 정규 학교교육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의 재편성이 현재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열린교육’, ‘가상대학’, ‘평생교육’, ‘지식공동체’라는 개념과 실천이 낯설
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환경에서의 주체의 변화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강인애, 1997b 참조).
< 표 2> 교육패러다임의 전개
학습목표
학습통제권

지식배포
교사

지식구성
학습자개인(혹은 학습자 그룹

지식공유
사회공동체

결국 교육이론적 전개도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정보화가 꾀하는 여러 가치와 개념들과 서로
유사한 방향과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의 탈중심화, 다시 말해 ‘대상’
으로 존재했던 학생들의 경험, 지식, 목소리에 대한 정당성(leg itimacy)과 가치부여, 학생들
간에, 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대화적 참여’를 함으로서 지식을 구성하고 창조하는 지식의
생산자, 소비자로서의 역할공유, 나아가 지금껏 교육환경에서 소외되어 왔던 계층들(주부,

노인, 장애자, 노동자, 비행청소년)을 위한 개방적 교육환경의 구축,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Ⅳ . 정보 화 교 육의 방 향, 내용 그리고 방법
1. 정보 화 교육 의 방 향
앞서 이 시대의 사회·문화적 이론과 기술·교육적 이론을 바탕으로 정보화 교육의 방향
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구는 Nais bitt이 말해 ‘하이테그, 하이터치
(Hig h tech, high touch)' (강인애, 1997b)일 것이다. 그 말은 표현 그대로 정보기술이 발전할
수록 상대적으로 비인간화경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인간본위적 사
고와 교육에 대한 집착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정보기술로 인한 비인간
화 경향, 인성교육의 부재, 그리고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현상 등을 들고 있다(김교빈, 1994;
김문조, 1994). 정보기술의 발달에 수동적으로 휩쓸리다보면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로서의 ’인터액션(Interaction)' 대신 매체와 인간간의 관계로서의 ‘인터페이스
(Interface)' (한준상, 1997)가 교육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관론적 입장에 대한 반론은, 기술의 사용과 유용성도 결국은 사회나
조직이 구성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듯이 그러한 비인간화, 인성부재, 나아가 오웬
의 1984년 같은 감시와 통제의 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박현주, 1997; Bell,
1973). 따라서 정보기술을 잘만 “길들이면”(한준상, 1997) 통제와 감시의 도구가 아니라, ‘분
산과 참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교육의 방향을 암시하는 또 다른 표현은 Kom oski(1987)의 ‘일방적 공학
(ex plorative technology)' 에서 ’협력적 공학(cooperativ e technology)' 으로의 변화(Kom oski,
1987;p W ilson, 1997b에서 재인용)라고 할 수 있다. 이때 Kom oski가 말하는 ‘일방적 공학’이
라는 것은 그림, 조각, 요리, 목공품 등과 같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 재료를 통해 분
명히 드러남으로 인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에 ‘협력적 공학’이라는 것은 만드는 자와 사용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주고받음이 있을 때 더
욱 완성적일 수 있는 것들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의사의 치료와 처방에 매우 협조적인 환
자의 경우, 그의 건강은 좀더 빨리 회복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경우, 교사와 학생관계
가 서로 믿음, 협조, 신뢰의 관계로 이어질 때, 더욱 능력 있는 학생들로 양육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Kom oski가 지적했듯이, 응당 ‘협력적 공학’으로 있어야
할 교육이 지금껏 ‘일방적 공학’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교육의 방향은 앞서
‘high tech, high touch' 라는 전제와 함께 ' 협력적 공학' 으로의 전환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보화 교육의 목표
그렇다면 정보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교육의 목표는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하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교육적 목표는 당연히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특성과 목표로부
터 기인한다. 다른 많은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특성은
T offler(1990)가 지적한 ‘다양한’, ‘유연화’, ‘분산화’ 그리고 ‘개별화’로 요약할 수 있다(강인애,
1997a; 이인숙, 1997; 박형준, 1997; 허운나, 1997; T offler, 1980).
산업시대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빨리,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라
는 가치체제하에 잘 순응하는 것이었다. 주어진 지식과 기술을 잘 암기하고 숙달하여 대량

생산체제를 잘 관리, 통제하는 것이었다. ‘독특함’과 ‘다름’이라는 가치를 ‘획일성’ ‘표준화’를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거의 필요하지도, 따라서 존중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는 이전의 그것과 판이하게 구분된다. 정보의 홍수와
급속한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암기식’ ‘주입식’ 대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곧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식/ 논리식 사고력’이 필요
하게 되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추구하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분산적, 확산적’ 사회(세계화로 통칭할 수 있는)이다 보니 ‘열린
사고와 마음’ 혹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나아가 복잡한 사회에서 더불어 생존하고 발전
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 수행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최첨단 정보기술’이 정보화사회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역할로 인해 그것을 자신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
는 ‘정보기술활용능력’(Milter & S tinson, 1995)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것을 인간 본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윤리·도독적 의식과 태도’(권대봉, 1997; 김교빈, 1994)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다음에서는 정보화시대의 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것을 우리 시대
의 담론적 실천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그리고 그것의 물적 실천으로서의 정보화
의 특성, 특히 정보기술의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표 3> 은 정보화 교육의 방향
과 목표를 간단히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 표 3> 정보화 교육의 방향과 목표

정보화
시대의 특성

정보화
교육의 방향

정보화
교육의 목표

변화
다양화
유연화
분산화(개선/ 확산)
개별화(독특함)
정보기술의 중요한 역할/ 기능
Hig h T ech, High T ouch
Interaction > Interface
일방적 공학에서 협력적 공학으로
변화대처를 위한 문제해결능력
다양한 정보를 선택·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분산적, 확산적 사회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 협동학습/ 수행능력
창의적 사고
정보기술의 활용능력(접근, 조작, 저장, 처리, 활용)
기술적 발전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인간본위적 사고

3. 정보 화 교육 의 내 용
정보화 교육의 내용은 ‘hig h tech, high touch' . ' 협력적 공학’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
여 정보기술을 효과적, 인간 본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한다는 목표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보문해교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문해’라는 것은
‘정보사회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자아 실현을 위해 필수 불
가결한 생활 기능’(이인숙, 1997, p. 292)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문해교육을 위한 내용적 범주
로서 한국교육개발원(1995)에서는 ‘정보접근, 정보입수, 정보이해, 정보처리, 정보전달’의 여
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백영균(1995)의 경우는 ‘정보이해역, 정보선택력,

정보비판력, 정보수집력, 정보처리력, 정보생성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분화된 내용을 다시 크게 도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소홍렬, 1997)
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도구적 가치라는 것은 ‘정보기술의 기술적 조작 및 활용능
력’을 의미한다. 주로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기능적, 기술적 조작 및 활용의 측면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백영균의 분류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혹은 Reig eluth(1991)의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 언더웨어(underw are) 4) 라는 세 분류를 통해 나타날 때 도구적 가치는
주로 ‘하드웨어’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본질적 가치’라는 것은 정보사회에 요구되는 역량(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유연한
사고, 협동학습/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정보화사회의 제반 특성과 지향점(다양성과 네트워크
사회, 지식정보와 일상생활과의 관계, 정보기술활용관련 사회·문화적 도덕률 정립, 문화적
정체성 강조, 문화교육의 필요성, 정보의 불평등 현상, 인간본위의 사고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서, Reig eluth의 구분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언더웨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앞서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정보화의 특성으로서 ‘다양성’, ‘확산과 혼합’, ‘수행서’, ‘반리’,
‘창의성’, ‘상호작용’, ‘유연성’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정보화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 가치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 및 내용을 정립할 때 있어서 이 모든 특성들
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정보화 교육의 ‘기능적 가치’들
에 비해 개량화, 객관화, 관찰화되기 어려운 가치들이라고는 해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소프
트웨어’ 구현은 물론, 나아가 ‘언더웨어’의 재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표 4> 정보화 교육 목표와 내용
정보화 교육목표

정보화 교육의 내용
도구적 가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유연한 사고
협동학습/ 수행능력
창의적 사고력
인간본위적 사고

정보기술의 활용능력

본질적 가치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유연
한 사고, 협동학습 수행력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론

정보화사회의 제반 특성과
지향점 관련 내용(다양성과
네트워크의 사회, 지식정보와
일상생활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 활용관련 사회·문화적
도덕률, 정보불평등, 문화적
정체성, 문화교육의 필요성,
인간본위사고)
정보기술의 조작 및 활용 능
력 관련 내용(정보접근, 선
택, 입수, 이해, 처리, 생성,
전달, 교육용 S / W , CMC,
W BI, 인터넷 사용)

4) Reig eluth(1991)에 의하면 ‘하드웨어’란 새로운 교육형태를 구현시킬 수 있는 매체등을 의
미하며,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교육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식기반(교육관련 이론
들)을 일컫는다. ‘언더웨어’라는 것은 현재 교육의 구조적, 제도적, 현시적 상황을 말한다.

4. 정보 화 교육 의 방 법
정보화 교육의 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은 Reig eluth(1991)가 말하는 소프
트웨어의 측면인데, 이것은 ‘구성주의(Cons tructivism )' 이론이다.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 측면
으로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명 구분될 수 있는 것
이지만, 실상은 앞서 교육이론의 전개와 정보기술의 전개간의 상호연관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듯이,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정보화 교육의 방법은 구성
주의적 교수- 학습환경에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앞서 규명한 정보화 교육의 내용은 학
습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구성주의가 어떻게 정보화 교육의 방법론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지를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와의 관련성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성주의에
대한 자세한 것(강인애, 1997a; Brook & Brooks, 1993; Duffy & Jonas sen, 1993; F os not,
1996)은 생략하고 대신 포스트모더니즘과 구성주의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다.
1)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의 시작은 항상 지식의 습득과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 나아가 진리와 실재에 대
한 논의, 곧 인식론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식의 습득과 형성은 그
것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의 개별적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구성, 그리고 구성된 것
의 재구성이라는 지속적 과정의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이전에 지식의 절대성, 객관성 등과
같은 전제와 완전히 대비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다(Billioria,

1995;

DeLashm utt & Braund. 1996; W ilson, 1997a, 1997b). 특히 Hlynka와 Yeam an(1992)가 제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의 중요한 특성은 곧 구성주의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
히 보여준다. 이들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사고의 특성은 관점, 의미, 방법, 가치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정답을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 다각적 해석, 모순
과 아이러니 등을 인정하는 것, 거대한 담론이나 이론보다는 지역적, 국지적 문화, 종료, 목
소리, 생각들을 인정하는 것 등이 그것인데, 이것은 구성주의의 가장 기본 전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DeLahm utt 와 Braund91996)의 경우, 그들은 포스트모던 교육의 특성을 설명할 때,
우선적으로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전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즉 “포스트모던 교육을 이해하
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성주의이다. 구성주의는 포스트모던 교육의 가장
기본적 학습이론이기 때문이다”(p.1)라고 하고 있다. 나아가 W ils on은 여러 논문(W ils on,
1997a, 1997b)에서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구성주의는 인간의 인지활동에 대한 것을 다루는 교육학에서의 학문이고, 또한 교육
학은 여러 학문들의 합류점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이론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성주의
에, 그리고 나아가, 교육학에 이르러 새로운 교육적 환경체제 및 개념 수립,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새로운 관계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ilim oria, 1996; Doll,
199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성주의는 무엇인가를 간략히 보자. 이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련성이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구성주의는 교수- 학습전략이나 기법이
아니라 인식론에 대한 패러다임(사고틀)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럴 경우,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연결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구성주의에 의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인지적 주체로서의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이 경험하

는 현실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의미구성과 해석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모두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그로인해 서로 다른 지식/ 인식구조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동일한 경험을 한다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구성과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전에 학습환경의 중심이 되어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던 교사의 역할과 절대적 진리나 지식추구(혹은 교과서에 적힌
추상적, 탈맥락적 지식의 추구)라는 학습 목표에 대하여 총체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전과
변형을 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교육환경의 중심이 되고, 또한 적극적인 지식
구성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학습목표에 있어서도 외부(교사)에서 주어지는 동일한
학습목표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학습자 개개인의 관심, 흥미, 수준에 맞는 학습목
표의 제기라는 파격적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은 분명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작위적 위
계질서와 영역구분에 대한 해체, 주체와 대상(타자)간의 자리바꿈 등이 교사와 학생을 중심
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현상이다.
또한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의문제기라는 포스트모던 특성은 기존에 ‘정답’ 아니면 ‘오답’
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의해 결과 중심적으로 행해지던 평가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능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고 과정을 중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학습결과물의 다양성을 수용하
려는 구성주의적 평가패러다임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존에 당연시 여겨져 오던 모든 교육적 활동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
고, 나아가 대안적 실천을 꾀함으로서 어떤 교육적 목적을 이루고자하는 것인가? 이것은 비
단 이전 것에 대한 반전과 해체라는 것만으로도 분명 의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뿐만 아
니라 학습자 중심적 학습을 함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전적인 주인의식, 동기부
여는 물론 소위 ‘권위이양(em pow ering )' 을 통한 자긍심의 회복과 강화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성주의 학습환경은 개별적 학습보다는 그룹단위의 학습형태와 그룹과제중심으
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협동학습 과정 속에 참여함으로서 복잡하고 예측불허의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협동학습/ 수행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어떤 타협점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은
물론 그 외에 여러 인지적, 정서적 기술/ 지식/ 태도(발표, 협상, 옹호, 반박, 협상, 다양성의
이해와 수용)의 습득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 교육의 대상은 단지 기존의 공식적 교육기관에 속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
인, 주부, 노동자, 농민, 노인, 장애자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 경우 장애
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공식적 학교교육기관에 속한 사람들 대
상의 교육(pedagogy)과 구분하여 ‘성인교육’ 혹은 ‘앤드라고지(andragogy)' 로 표현하고 있다.
변화의 시대를 맞아 재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이런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는데, 이들 성인학습자들은 그들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구성
주의적 교수- 학습환경에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학습원칙에 의한 교육방식이 더욱 적합한 것
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강인애, 1998a; Know les , 1980; Merriam , 1993).
2)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
일반사람들은 흔히 정보화는 도구로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만 봐도 정보화 교육은 정보기술을 도구로서 활용하는 방법 그 자체를
교육(예를 들어, P C교육, 인터넷교육 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과목을 가르칠 때 정보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성영화필름, 라디오, T V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
도 매체에 의한 수업이 전통적인 수업방식에 비해 학습 효과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Clark & S ugrue, 1991).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고전적 CAI를 포함하여 이전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체제
였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요사이 등장하는 정보통신매체들, 예
를 들어 하이퍼미디어 체제에서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코스웨어들, 컴퓨터매개통신체제에 의
한 비동시적/ 동시적 컴퓨터컨퍼런싱, 원격화상회의 시스템, 그리고 요사이 인터넷상에서 웹
에 기초한 학습으로서의 W BI(W eb- bas ed Ins truction) 등의 경우에는, 정보기술을 매개로
하는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일관성있게 지적하고 있다(강인애,
1994a; Keas ley et al., 1995; Hiltz & T uroff, 1995; W alther, 1996).
그렇다면 왜 요즘의 정보통신매체들에 의한 수업효과 연구들은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필자의 경우 이것은 앞서
언급된 매체들과 비교해 볼 때, 바로 ‘쌍방향성(interactivity)' 이라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본다. 쌍방향성은 매체에 의한 학습환경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대상으로서 주어진 조건에 반
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조건과 반응을 시스템에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곧 사용자, 혹은 학습자의 자율성,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가능할 수 있
는 여지를 그 시스템들은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이 이들 매체를 활용했을 경우 학
습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한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또한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여기서의
정보기술들은 그 속성상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잘 구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
기도 하다. 예를 들어, ' 주체와 대상의 자리바꿈' 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은 하이처미
디어 체제에서 명백히 실천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대상, 독자, 사용자로서 접속했으나, 여
기 저기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가공하고 자신이 가공한 정보를 다시금 그 시스템 위에 올려
놓음으로 인해 어느새 대상에서 주체로, 독자에서 저자로, 사용자에서 설계자로의 역할 바꿈
을 하게 된다. 전자공간 내에서 주체와 대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전자 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식구성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보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창조, 공유 공간에는 원하는 사람은 성별, 계층, 민족, 국가를 막론하고 그
야말로 열린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관계는 보다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관계로 성립될 수 있다. 소위 ’보편적 정보접
근(univers al access)' 이 가능해지며, 동시에 ‘탈중심화’가 실천되는 장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기술의 또 다른 속성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자공간 내에 기록된 지식이
나 정보, 생각은 그냥 일회성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보존되면서 연속성,
가공성과 창조성(강인애, 1998; 박형준, 1997; W alther, 1996)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야말로 “지식 정보 경제가 갖는 고부가 가치의 원천”(박형준, 1997, p, 266)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정보기술이 포스트모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
서 이것이 교육환경에 활용될 때 저절로 학습자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와 학습에 대해동
기부여,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움, 분권화, 평
등, 자율성들이 정보통신매체의 속성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매체를 활용
한 대부분의 수업방식이 기존의 강의식, 교사중심적 학습환경이 아니라 구성주의적(혹은 구
성주의에 근접한) 방식, 곧 학습자 중심적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무척 의미
심장하다. 그것은 매체 자체의 속성 그 자체에 의지 하여서하기 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길들였느냐’ 혹은 어떤 교수- 학습방식으로 운영했는가에 따라 이들 매체의 교육적
활용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강화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정보통신매체는 상호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서 교육효과에 있어서의
소위 ‘시너지 효과’를 좀더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활용되어야 한다.
5.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점
앞서 제시된 정보화 교육을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검토
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가장 흔히 지적되고 있듯이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인프라
구축의 미비가 그 한 가지일 것이며, 또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교육내용의 개발이나 질 높
은 코스웨어 제작의 미비가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Reigeluth(1991)의
용어에 의한 ‘언더웨어’ 측면에 좀더 초점을 두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우선,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체제 및 환경적 재구조화’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교육을
현장에서 실제로 추진, 적용해야할 교사, 교수진들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의식부족 혹은 활
용의 미비가 여전히 많은 관련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다(이창우, 1993). 현업에 있는 교사들을
가르쳐 본 경험에서 말하자면, 여전히 많은 수의 교사들은 자기 학교에 어떤 코스웨어가 있
으며, 그것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해야 할 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그것을 교실현장에서 활용하고자하는 관심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이다. 이는 PC 공급을 늘리고 컴퓨터 기종을 바꾸고, 좋은 코스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측면
과 더불어 반드시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교육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이 자칫 상업적
목적과 성격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는 점이다(Noble, 1996). 이전에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고
그것의 교육적 활용이 논의될 적마다, 분명한 교육적 철학, 목적에 앞서 상업적 목적만 내세
워 경쟁적으로 매체를 제작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생각 없이 사들였다가 거의 사용하지 않
고 방치해버리고 했던 과거의 경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만일 이런 식의 과오가 현재 교육
에 불고 있는 정보기술에도 되풀이 될 때, 지금 논의되는 정보화 교육에 대한 여러 낙관적
인 생각과 예측은 한낱 환상이고 거품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정보화 교
육에 대한 관심은 좀더 분명한 교육적 활용목적, 방향, 계획에 근거하여 철저하고 진지한 이
론적, 실천적 논의와 검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저지하는 맹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흔히 인문 사회과
학분야의 관련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 혹은 ‘문화적 제국주
의’의 가능성이다. 어느새 영어는 국제 공영어로 자리잡으면서 세계문화의 하부 구조를 장악
하고 있으며 덧붙여 미국의 정보관련 기술의 월등한 우수성으로 인해 그들의 문화에 일방적
으로 이끌려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박형주, 1997; 이중한, 1997; 소홍렬, 1997).
물론 이러한 논의에 대한 반론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은 개별성과 보편성, 혹은 변
화와 지속성과 같이 모순적 개념이나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동시적으로 존재하면서 조화나
균형을 이루고 가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박의경(1998)에 의하면, 우
리의 시대는 흔히 ‘세계화’로 표현되는 “탈근대 지구화(pos tm odern g lobalization)"와 동시에
특정민족이 고유한 자기 정체성에 바탕을 두면서 자신의 문화를 여타 민족의 민족성과 배치
됨이 없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의미의 ‘민족주의’ 혹은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의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점검은 여전히 정보화 교육에
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이중한, 199). 특히 교육정보화의 최
일선에 있는 교사나 관련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정보화교육
의 논의에서 자주 제외되거나 소홀히 되어왔던 정보화 취약계층, 곧 주부, 노인, 장애자, 노
동자, 비행청소년 등에 포함시키는 정보화 교육이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대상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 여러 민간·정부단체나 기관이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 차원에서 국
민정보화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소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주부나 여성
들의 정보화를 위한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예를 들어, 한국여성정보원[F em iNet Korea], 한
국여성단체연합의 ‘W om en21' ), 이들이 다루는 내용은 주로 ’여성의 의식화‘의 수준이라고
볼 때 그보다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대상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사람들 위주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
다.
여기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이나 고려사항 외에도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
해 봐야할 다른 문제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좀 더 ‘장기적
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정보화 교육을 접근하기 위해서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할 부
분이라고 생각된다.

Ⅴ . 결론
정보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90년대에 이르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화 교육 관련 논의는 지엽적인 시각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즉 그것을 교
육환경에만 국한시키거나, 또는 정보기술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논의되곤 한다. 그러나 정보
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우선적으로 그것의 배경이 되는 ‘우리 시대’ 곧 포스트모더니
즘과정보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서구사회에서 줄기차게 논
의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회·문화이론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정보화 이론에 대한 이
해는 정보화 교육을 논하고 있는 우리에게 각각 확고한 담론적, 물질적 실천축이 되면서 그
것의 방향과 지향할 바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할 때, 정보화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전 시대의 기계적인 생각에 비
해 더욱 인본주의적 사고와 생각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이성, 과학, 절대성, 객관성, 일
방향성, 거대 담론에 대한 지나친 숭상으로 인해 간과되어왔던 각각의 대비적 가치들, 곧,
감성, 창의성, 다양성, 주관성, 상호관련성, 작은 이야기에 대한 가치부여와 관심이 요구되어
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좀 더 좁혀, 기술, 교육적 이론으로 돌려보았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구성주의라는 학습이론을 통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정보기술’의 특성을 통해,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우리
의 시각을 ‘인본주의적’, ‘상호작용적’이라는 용어로 다시금 모아주고 있다. 따라서 넓게는 포
스트모더니즘과 정보화가, 좁게는 구성주의와 정보기술이 정보화 교육이라는 용어로 인해
자칫 치우치기 쉬운 ‘기술적 측면’의 비대칭적 강조와 실천을 방지하고, 정보화 교육에 대하
여 좀 더 균형 잡힌 시각과 접근을 일관성 있게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반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바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화 교
육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상당히 인본주의적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교사와 학생간
에, 그리고 학생과 학생들간에 상호밀접하고 협력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이들 이론들이 공통적인 제시하는 바는 한마디로 ‘교육은 대화’라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 전제의 재확인으로 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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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oretical rev ise

to inform ation

education

in

the Inform ation

Age s tarts

w ith

understanding of ' the current age' w hich defines and directs the inform ation education.
P articularly, to form and confirm the goals , directions , conternts, and m ethods

of

inform ation education, should be in detail ex am ined, on one hand, the features of
P ostm odernism and informatization, representing s ocial and cultural theories, and on the
other

hand, cons tructivism

and

inform ation

technolog y

theories, taking

charg e

of

educational and technolog ical theories, respectively, of the inform ation society.
Intended

in

this

paper

is

to

prev ent

the

inform ation

education

from

being

technology- driven in a restricted sense, and instead, to foreg round the values and
concepts of pos tm odernis m and inform atization as the theoretical fundam entals for the
inform ation education in a more activ e and broad s ens e. F or education, ultimately,
reg ardles s its g oals, characteristics , and methods, is s uppos ed to practice and enhance
' com munication' and ' interaction' among the participants.

